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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Watson AI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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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가속화를위한



디지털 혁신,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비즈니스 !
그러나, CIO & IT Teams 의 고민 사항은 많습니다.
IT 인프라에 얽매여 있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구조가 바로 그 원인 !

AIOps란? 여기서 잠깐! 이 ‘AI’가 그 ‘AI’ 인가요?
IBM이 제안하는 능숙한 AIOps 전략의 핵심은 ‘AI기반 자동화’
IBM이 제공하는 똑똑한 AIOps 솔루션 ‘Cloud Pak for Watson AIOps’의 세가지 특징
• Faster Decision Making : AI 기반 통찰력을 통한 엔터프라이즈 관찰 가능성
• Better Resource Optimization : 지속적이고 자동화된 리소스 할당 및 최적화
• Proactive Resolution : 문제 원인 확인, 조치 그리고 예방

‘AI’ 와‘Automation’로 디지털 가속화를 지원하는 AIOps의 도입 효과
디지털 가속화를 위해 ‘AI 기반 IT 자동화 엔진 확보’는 필수 !
• 사례1. Vivy는 독일 의료 기술 회사로 가상 건강 도우미를 개발했으며 어떻게 사용자를 만족 시켰을까요?
• 사례2. carhartt는 Black Friday 같은 수요 급증까지 고려한 연관 자원 최적화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 사례3. T-Mobile은 미국에서 가장 큰 5G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어떻게 품질을 극대화 했을까요? 

AIOps 도입 요건 검증을 위한 PoC/Pilot 제안



© 2020 IBM Corporation 2Page

지난 10년 동안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COVID-19
상황에서 단 3개월 만에
10년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따라 잡았습니다 1)

Source:  https://venturebeat.com/2021/06/04/the-cost-of-cloud-a-trillion-dollar-paradox/
Source:  https://www.forbes.com/sites/rogerdooley/2012/12/04/fast-sites/?sh=5fbada053cf7
Source: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strategy-and-corporate-finance/our-insights/five-fifty-the-quickening

2020

2019

34%

16%

향후 12개월 동안
클라우드 지출
증가율

지출의 1/3은 낭비

1초 지연 시간 동안
고객 전환율 7% 감소

애플리케이션
1시간 중단 비용

수익중 8.2%가
IT에 지출

주1) 비즈니스채널중디지털로대체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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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팀은 IT 환경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구와 프로세스
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IDC, Worldwide Application Services, 
2021, Doc # US47588016, April 2021

The Washington Post, 2021

MagnifyMoney Report, 2021IBM Surve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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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머신과 컨테이너 기반
마이크로서비스 같은 기술을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지만
운영이 복잡해집니다. 

*Sources: Gartner, IDC, IBM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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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아이언맨 처럼

분산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어날 이상 징후를 하고

미리 알려주고 으로 하는

조력자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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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intelligence for IT Operations)

상세 가이드 참고 : https://www.ibm.com/kr-ko/cloud/learn/aiops
참고로 이미지는 컨셉에 대한 이해의 목적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AIOps는 2014년 Gartner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AI(머신러닝과데이터사이언스)를
IT 운영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IOps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IT 운영 관리를 단순화하고
복잡한 최신 IT 환경에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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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Perspective 

IT 운영 자동화를 통해
효율적인 팀워크를 실현하고
사고 해결 시간을 단축하세요.

분리분리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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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de Act

CollectDetect

Automation
with AI

IT 운영을 혁신하려면
데이터에서 더 나은 통찰력을
추출하기 위해 기존 도구와
통합되는 유연한 모듈식
제품이 필요합니다

Collect
사일로 전반에서
데이터 수집

Detect 
모든 데이터

유형에서 탐지

Decide 
조언 및 예측 결정

Act
AI 통찰력
으로 행동

설명 가능한 AI로
자동화

이벤트 메트릭 로그
티켓토폴로지

Decide Act

CollectDe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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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운영을 혁신하려면
데이터에서 더 나은 통찰력을
추출하기 위해 기존 도구와
통합되는 유연한 모듈식
제품이 필요합니다

AI 기반 통찰력을
통한 엔터프라이즈
관찰 가능성

지속적이고 자동화된
리소스 할당 및
최적화

문제 원인 확인, 
조치 그리고 예방

Decide Act

CollectDetect

Automation
with AI

Holistic 
Application 

Context

Anomaly 
Detection

Noise 
Reduction

ChatOps & 
Collaboration

Next Best 
Action and 

Automation

Deepen your understanding ! Operate proactively ! Improve via auto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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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 시 하루에 여러 번 배포 작업이 수행되므로,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동 관찰되고 분석된 정보로 개발
운영팀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Automate Context Intelligent Action



11Page© 2022 IBM Corporation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자원에 대한 최적화 수행을 하고 클라우드 비용 관점의 효과를 제시합니다.

더 나은 고객 경험

시장 출시 시간 단축

애플리케이션 응답 시간 향상

MTTR 감소

IT 생산성 향상Machine

Network

Storage

OS
Container

OS
Container

Machine

이슈

이슈



12Page© 2022 IBM Corporation

AI 분석 기술로 정확한 이상 징후 탐지 결과에서 통찰력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장애 조치로 해결 시간 감소(MTTR 개선) 및 AI예측에 의한 사전 이상 징후
탐지와 자동화 기술로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세요

자연어 분석 연관관계분석이벤트 그룹핑 이상징후탐지 AI기반 임계치ChatOps/Ticket

오탐

오탐

오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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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Ops를 앞서 적용한 기업은
IT 비용을 50%를 줄이고
MTTR도 50% 감소 했습니다.
또한,
사고 해결 시간을 50% 단축하고
애플리케이션 디버그 시간을 75%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사례:
https://www.ibm.com/resources/guides/aiops/#next-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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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현대화 후 첫번째 난관은 관리의 복잡성입니다. 그래서 앞선 기업들은 AI 기반 IT관리 자동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적 토폴로지 매핑

스마트 ChatOps

이벤트 분석 자동화

복잡해지는 IT 환경의 동적 변화에 대해 가시성을
확보하고 AI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화와 스마트 수행을 추천함

Collect
사일로 전반에서
데이터 수집

Detect 
모든 데이터

유형에서
탐지

Decide 
조언 및 예측

결정

Act
AI 통찰력
으로 행동

설명 가능한 AI로
자동화

이벤트
메트릭 로그 티켓토폴로지

Auto Discovery

Smart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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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사례 보기
https://www.ibm.com/case-studies/vivy/

Vivy는 독일 의료 기술 회사로
가상 건강 도우미를 개발했으며
어떻게 사용자를 만족 시켰을까요?

Vivy가Instana를사용하여
언제어디서나 사용자의건강정보에
액세스할수있었던방법을
알아보세요.

Kirill Merkushev
Head of Backend, Vivy

의
자동 근본 원인 분석,

종단 간 추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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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사례 보기
https://www.ibm.com/case-studies/carhartt-
turbonomic

BlackFriday 같은 수요 급증까지
고려한 연관 자원 최적화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의의류회사인Carhartt 사례를
통해성능과효율성을모두최적화할수
있었던방법을확인하세요.

Turbonomic의
애플리케이션 기반 자원

최적화 작업 추천 및 적용

Gary Prindle
Senior Systems Engineer, Carhar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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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obile은 미국에서 가장 큰
5G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어떻게 품질을 극대화 했을까요?

T-Mobile이AIOps를사용하여
효율성과안정성을극대화하는방법을
알아보세요.

상세 사례 보기
https://www.ibm.com/case-studies/t-mobile/

Watson AIOps

유연한
IBM Watson AIOps의

Connector로 적은
노력으로 신속하게 연계

Principal Event Mgmt. Architect, T-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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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Ops 리더로 인정 받고 있는
IBM과 함께 빠르고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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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ITOps환경을 AIOps로
빠르게 시작하세요

Solution

솔루션 설계/설치, 관리 대상 앱 연결,
Application Perspective 설정,
커스텀 이벤트 적용 등

Observability 보고서
(Application Perspective, 이벤트 탐지 등)

기간 : 약 1주 이상

대상 :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1개

Solution

솔루션 설계/설치, 관리 대상 앱 연결, 환경
구성, 관리 대상 자원 연결 구성, 정책 적용
* 연결 구성 후 7일 이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필요

Smart Actions & Cost 최적화 보고서 등

기간 : 약 2주 이내

대상 : 관리 대상 앱 1개, 자원 어카운트 1개

Solution

솔루션 설계/설치, 관리 대상 앱 연결,
환경 구성, 로그/메트릭 데이터 연결, AI모델
학습/베포, ChatOps, SNOW 연결 등

AIOps 보고서, ChatOps Stories,
SNOW Ticket 등

기간 : 약 4주 이상

대상 : 관리 대상 애플리케이션 1개
각 단계의 상세 프로그램 내용은
IBM Automation 사업부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 하세요.
Jiseon.Lim@ibm.com






